
리빙디자인학과 내규

기존 공예학과(금속공예전공, 도자공예전공) 및 의류학과(텍스타일디자인전공) 내규는 
리빙디자인학과 내규를 따른다.
※의류학과 세부전공 중 텍스타일디자인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의류학과 내규를 따름

■ 졸업요건

세부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

메탈디자인전공
(구 공예학과 금속공예전공) - 박사과정 없음

세라믹디자인전공
(구 공예학과 도자공예전공) - 박사과정 없음

텍스타일디자인전공
(구 의류학과 텍스타일디자인전공) -

소논문 2편 또는
소논문 1편 및 개인전 1회

■ 종합시험
1. 시행관련
  가. 시행방법: 대학원 리빙디자인학과(공예학과, 의류학과 텍스타일디자인전공 포함) 종합시험은 

       학위과정에 따라 필답시험 또는 전시·학술지·학술발표 등으로 시행한다. 응시자가 
       종합시험 유형을 선택하여 유형에 따라 응시 및 결과물 등을 제출한 후 학과에서 
       심사·평가한다.

  나. 종합시험 유형: 2가지 유형 중 택 1 (교차선택 불가)

유형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고

필답시험 3과목 4과목
학위과정 중 학점 취득한 

교과목 중에서 선택

전시/
학술지/
학술발표

① 개인전 1회 또는

② 학술지 1편 또는

③ 학술대회 발표 2회

① 개인전 2회 또는
② 학술지 2편 또는
③ 개인전 1회 및 학술지 1편 또는
④ 학술대회 발표 2회 및 개인전 1회 또는

⑤ 학술대회 발표 2회 및 학술지 1편 

학술지: 등재후보학술지 이상

학술발표: 포스터, 구두발표 등



  다. 평가위원
    1) 필답시험: 각 과목별 출제자가 평가한다.
    2) 전시·학술지·학술발표: 학과 전임교원 1인 및 지도교수가 평가한다.
  라. 종합시험 시행 및 평가
    1) 필답시험
      가) 출제방법: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, 

  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
  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      나) 고사과목: 석사학위과정 3과목, 박사학위과정 4과목
      다) 고사시간: 과목당 60분 이내
    2) 전시·학술지·학술발표: 종합시험 시행 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
      가) 전시: 리플렛, 전시장 전경 사진 5매 이상(전체 전시장 사진 포함)
      나) 학술지: 논문자료(별쇄본 혹은 논문집)
      다) 학술발표: 논문자료(학술대회초록집)
  마. 합격인정 점수: 70점 이상 (100점 만점)
    1) 필답시험: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    2) 전시·학술지·학술발표: Pass / Fail

2. 응시자격
  가. 재학생 또는 수료생
  나. 석사과정 15학점, 박사과정 21학점이상 취득한 자

3. 응시절차
  가. 필답시험: 종합시험 시행기간 내 사전 접수 후 응시(필답시험일은 별도 공지)
  나. 전시·학술지·학술발표: 종합시험 시행기간 내 사전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

4. 답안지 및 평가표 보관: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학과에서 보관


